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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의 국내외 생산 및 소비 현황과 소비트렌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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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스마트팜을 이용한 과채류 재배면적의 증가는 향후 생산량을 큰 폭으로 증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팜에서 주로 재배

되는 토마토의 소비 트렌드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공급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재료 및 방법]
토마토의 생산과 관련된 국내외 통계자료 및 보고서를 기반으로 주요 토마토 소비국가의 생산 및 소비동향을 조사하 다. 농
진청에서 수집하고 있는 소비자 패널 조사자료를 통해 국내 소비동향을 파악하고 과채류 소비 트렌드 분석용역을 통해 외식 

및 업무용 소비 트렌드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및 고찰]
국내 토마토 생산량은 기온 상승으로 출하 지역이 확대되고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소비가 확대되어 생산량도 증대되고 있다. 
토마토 소비는 2000년 이후 서구화된 식습관과 토마토의 효능에 관한 관심 증대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 다. 
미국은 현재 토마토 수요량의 40%를 국내 생산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주로 수입하고 있다.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꾸준

히 감소하고 있으며 주산지인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토마토 보다 값싼 멕시코 산 토마토의 소비가 확대되고 있

다. 미국 내 토마토 소비량은 연 평균 9.1kg 정도로 추산되며 신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토마토 생산량은 2000년대 이후 2,000만 톤을 돌파하며 유럽과 견줄만한 토마토 생산 대국이 되었다. 중국 내 토마토

의 주산지는 산동(15%)이며, 다음으로 하남(13%), 하북(11%)이 있으며 중국은 전 세계 토마토 수출국 중 수출액 기준 11위로, 
2017년 기준 전 세계 토마토 수출의 2.4%를 차지하 다. 
일본에서는 연간 약 150만 톤의 토마토가 소비되며, 생식용이 60만 톤, 업무용이 90만 톤으로 추정된다. 매년 수입량을 늘려가

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산 점유율이 3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일본 내 생산량이 매우 커 수입량의 향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

다. 토마토에 대한 수요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유럽 내 토마토 생산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토마토 생산지역이다. 유럽 내 토마토 생산량이 가장 

높은 국가는 네덜란드로 전 세계 토마토 수출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다. 유럽시장도 가공 토마토의 공급 증가율이 신선 토

마토 보다 더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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